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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폴리프로필렌은 세계적으로 연간 3억톤 이상 생

산 및 소비되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이

다. 폴리에틸렌과 함께 대표적인 수소와 탄소로만 

이루어진 사슬형 포화 탄화수소계 폴리올레핀 소재

로서, 나프타 분해 공정에서 에틸렌과 함께 생성되

는 모노머인 프로필렌을 지글러-나타 또는 메탈로

센 촉매를 사용하여 고분자화시킨 열가소성 수지이

다. 화학적으로는 고분자 사슬에 배향되는 메틸 치

환기의 입체 규칙성에 따라 이소택틱, 신디오택틱, 

어택틱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폴리프

로필렌은 녹는점과 결정화도가 높아 내열성과 강성

이 우수한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을 칭한다. 또한, 

중합에 사용되는 공단량체의 종류나 고분자 구조에 

따라 호모, 랜덤, 임팩트 폴리프로필렌으로 분류된

다(그림 1). 본고에서는 범용 폴리프로필렌이 아닌 

LG화학에서 개발한 신개념 메탈로센 촉매를 적용한 

고부가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연구 개발 성

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메탈로센 촉매 원천 기술 개발 및 상업화

폴리프로필렌용 메탈로센 촉매 개발은 1980년대 

초반 함부르크대의 Kaminsky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메틸알루미녹산(MAO) 조촉매의 등장과 함께 시작

그림 1. 폴리프로필렌의 분류.



신사업 소개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6, No. 3, 2018 … 291

되었으며, 1995년에 이르러 ExxonMobil사와 Hoechst

사에 의해 연이어 상업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개발 속

도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신촉매 개발을 위해서는 

높은 입체 규칙성이나 분자량과 같은 물성과 함께 

상업 적용이 가능한 고활성 전구체 개발이 필수적으

로 선행되어야 한다. 1994년 Hoechst사의 Spaleck 박

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구체 구조의 치환체에 따른 

활성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실리콘 브릿

지를 가지고 있는 안사(ansa) 타입의 구조와 인데닐

기의 2,4,7 위치의 치환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는 점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는 기존 지

글러-나타 촉매와 비교하여 여전히 활성이나 생산

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구조의 전구체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2).

LG화학에서는 1994년부터 메탈로센 촉매 및 공정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및 엘라스토머 제품개발을 성공시킨 역량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대에 들어 메탈로센 폴리프

로필렌 연구를 시작하였다. 고유 촉매기술 확보를 위

하여 기존 선도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구

체와 다른 독창적인 구조 설계와 상업적으로 적용 가

그림 2. 폴리프로필렌용 전구체 개발 변천사.

그림 3. LG화학 대산공장 생산 시설. 그림 4. LG화학 대산공장 Pilot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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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고분자량과 고활성이 구현되는 전구체 신물질

을 개발하고, Scale-up할 수 있는 양산화 기술까지 확

보하여 상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소택틱 폴리

프로필렌용 전구체는 화학적으로 라세믹(Racemic) 이

성질체만을 고순도로 분리하는 공정이 필수적인데, 

LG화학에서는 Racemoselective 합성법을 개발하고 기

존 재결정 분리법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합성방식의 

단점을 극복하여 높은 수율로 양산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전구체를 이용하여 범용 폴리프로필렌 제

조공정인 벌크-슬러리 중합 공정(그림 3,4)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실리카를 이용한 담지화 공정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 선도기업에서 개발한 담

지 공정에서는 담체와 전구체 사이에 물리적으로 약

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 연속 중합 공정에서 전구

체의 분리에 의한 공정 파울링 현상이 우려되는 불

완전한 공정 안정성과 장기 생산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LG화학에서는 담체와 전구체 간의 물리적 결

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 방식을 개발하고 공정 안정

성을 개선하기 위해 담지 촉매의 표면 코팅 기술(그

림 5b)과 모폴로지 제어 기술(그림 5c)을 개발함으로

써 파울링 현상을 억제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액체상인 프로필렌 

모노머가 중합 공정을 거쳐 서서히 고체상으로 변화

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합 Kinet-

ics Model을 설계하여 중합 공정에서 생성되는 휘발

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초저분자량 물질의 유동 관계

를 확인하고 생산 후공정을 통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다공성 담지촉매(그림 5d) 및 공정 기술을 개발

함으로써 친환경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LG화학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발된 

폴리프로필렌용 메탈로센 촉매 전구체 신물질 및 고

효율 담지 촉매 기술은 LyondellBasell(Exxon과 기술 

제휴), Total, JPP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확보된 

순수 국내 독자 기술이며, 2015년에 국내 최초로 상

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세계 선도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2015년 

신기술 인증(NET)과 2017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함

으로써 원천 기술 개발에서부터 상업화까지의 성과

를 인정받고 있다.

3.   고부가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신제품 

개발 가속화

 고부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탈로센 폴리

프로필렌은 그 물성과 기능의 우수성이 알려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주요 원인으로서 일부 선진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촉매기술의 높은 장벽과 필연

적인 제조원가 상승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LG화학에서 개발한 신촉매를 적용하면 상

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 용도 측면에서

는 주로 부직포(스펀본드 및 멜트블로운) 용도의 호

모 폴리프로필렌과 필름 및 사출 용도의 랜덤 폴리

프로필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표 1).

 LG화학에서는 2015년 이후 범용 폴리프로필렌을 

그림 5.   폴리프로필렌용 담지 촉매 촉매 개발 (a) 메탈로센 촉매 전구체 기본 구조, (b) 담지 촉매 모식도, (c) 담지 촉매 SEM 이미지, (d) 
다공성 담지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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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기반으로 기존 섬유용 시장과 함께 새로운 자동차 

컴파운드 용도의 신시장을 창출하여 글로벌 메탈로

센 폴리프로필렌 시장을 선도하는 목표를 수립하였

다. 스펀본드 섬유용 제품에서 요구되는 주요 물성

으로는 제품의 균일성과 좁은 분자량 분포를 들 수 

있다. 기존 폴리프로필렌 제품은 중합 공정이나 고

분자 구조 제어의 한계로 인해 분자량 분포가 좁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메탈로센 신촉

매는 단일 활성점을 기반으로 매우 좁은 분자량 분

포를 가진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LG화

학에서 개발된 신제품은 스펀본드 섬유 가공 공정에

서 보다 연신 특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방사가 가

능한 특징이 있어 기존 대비 연신비를 높일 수 있고 

강도 또한 우수하여 저평량 부직포 소재 개발에 적

합하다. 또한 메탈로센 신촉매의 독특한 수소 반응

성으로 인해 Melt Index 1,000 g/10 min 이상의 초고

유동 멜트 블로운용 제품 생산에 있어서 보다 친환

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생

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라디칼 형성 화합

물인 peroxide계 분자량 조절제를 사용하는 크랙킹 

공정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과 본질적으로 낮은 자

일렌 용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이로부터 기인될 수 

있는 유해 화합물 잔류 및 냄새 품질에서 우수한 장

점이 있다. 이러한 스펀본드 및 멜트 블로운 용도의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제품은 국내외 기술 선도 업

체를 중심으로 고객 평가를 추진하여 판매되고 있으

며 점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의 자동차 컴파운드 용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신

시장에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

다. 국내 업계에서는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경험이 적기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부품 소재 업계를 중심으로 개척 활동을 시작하였

다. 특히 최근 친환경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유럽 자동차 메이커 업계에서 내외장재에 사용

하는 부품 소재에 대해 VDA277, VDA278, VDA270

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냄새나 총 휘발성 유기화

표 1.   North American Consumption of Metallocene Polypropylene 
(2015)

Applications
Thousands of 
Metric Tons

Percent of Total

Fibers 235 45.2

Injection Molding 195 37.5

Film (mostly BOPP) 70 13.5

Blow Molding Other 20 3.8

Total 520 100.0%

Source : 2017 Polypropylene Resins, Chemical Economics 
Handbook, HIS Markit

그림 6.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주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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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TVOC) 함량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

다. 이에 LG화학에서는 메탈로센의 장점인 친환경 

특성 뿐만 아니라 자동차 컴파운드에 적합한 기계적 

강도나 가공성을 조절하기 위해 새로운 고분자 구

조 설계를 통해 신개념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제품

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저취 특성의 냄새 품질과 

TVOC가 기존 대비 1/15 수준으로 인체에 친환경적

인 우수성과 가공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을 증대시

키면서도 굴곡 강도를 개선시킨 신제품이다. 지속적

이며 긴밀한 자동차 부품 업계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자동차 내장재인 도어 패널이

나 대쉬 보드에 201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시장에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와 중국 시

장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림 6).

4.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

고부가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신용도 개발뿐만 아니라, 호모 

제품에서 랜덤 및 임팩트 폴리프로필렌으로 그 영

역을 넓혀야 한다. 호모 폴리프로필렌을 연구하면서 

축적된 전구체 및 담지 기술을 바탕으로 공단량체와

의 중합 반응에서도 고분자량 구현이 가능하고 공중

합성이 우수한 차세대 메탈로센 촉매 기술을 지속적

으로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임팩트 폴리프로필렌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상 공정에 대한 연구도 함

께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글로벌 선도기업에서도 임

팩트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여

러 기술적인 장벽과 한계에 부딪혀 온 것은 사실이

다. 기본적으로 폴리프로필렌은 높은 유리전이온도

(Tg) 때문에 다른 범용 플라스틱 대비 저온 충격 강

도가 낮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제품의 고분자 구조를 설

계함에 있어서 매트릭스인 호모 폴리프로필렌에 추

가적인 에틸렌과 공중합체인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EPR)을 내부에 고르게 분산시킨 고분자 구조를 필

요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촉매의 활성이 

장시간 유지되어야 하는 활성 지속형 특징과 EPR을 

고분자량으로 만들면서 호모 매트릭스 내부에만 형

성시키며 중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목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는 신공장 증설을 통해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생

산량을 2025년에는 연간 30만톤까지 증대시켜 고부

가 메탈로센 폴리프로필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

위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고객 

관점의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로 ‘First Mover’로 자

리매김하여 치열한 기초 소재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다가올 무한 경쟁 시대

를 대비하고자 한다(그림 7).

그림 7. 중장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 계획.


